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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드라이버ＩＣ 실장 모듈

요약

본 발명은, 평판형 표시패널을 사용한 표시장치의 구동회로를 구성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있어서, 모듈 내의 구동

전압계 배선 라인의 임피던스를 낮게 억제하여 표시동작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판형 표시패널의 표시전압

을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IC 칩(9)과, 드라이버 IC 칩(9)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배선기판을 구비하고, 적어도, 드

라이버 IC 칩(9)으로 입력되고 드라이버 IC 칩을 통하여 평판형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구동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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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배선이 형성된 제 1 배선부(1); 드라이버 IC 칩(9)으로 입력되고 드라이버 IC 칩(9)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신호를 공급

하는 제어계 배선이 형성된 제 2 배선부(2); 드라이버 IC 칩(9)으로부터 도출되고 평판형 표시패널의 표시전극에 접속하기

위한 출력단자 배선이 형성된 제 3 배선부(3)를 구비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제 l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2 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 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4 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5 는 인터레이스(interlace) 방식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개략적 구성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6 은 도 5 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컬러 화소의 대향 간격을 넓힌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7 은 도 5 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컬러 화소의 유지 전극(X1)을 따라 취한 종단면도.

도 8 은 도 5 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컬러 화소를 형성하기 위한 프레임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9 는 도 8 의 프레임의 어드레스 기간에 있어서의 표시주사의 순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 은 도 5 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홀수 필드에서의 전극인가전압 파형도.

도 11 은 도 5 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짝수 필드에서의 전극인가전압 파형도.

도 12 는 도 5 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구동 장치의 개략적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3 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4 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15 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16 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17 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18 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19 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등록특허 10-0562256

- 2 -



도 20 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21 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22 는 일반적인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평면도.

도 23 은 일반적인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단면도.

도 24 는 일반적인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구동 회로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25 는 도 24 의 구동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도 26 은 도 24 의 주사전극 측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과 패널 전극과의 접속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27 은 도 26 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8 은 도 26 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있어서의 각각의 드라이버 IC 칩의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29 는 종래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제 1 예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0 은 종래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제 2 예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1 은 일반적인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의 주사전극의 구동전압과 구동전류와의 관계를 나타

내는 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제 1 배선부 2: 제 2 배선부

2c: 공용 교차배선부 3: 제 3 배선부

3c: 출력단자부 4: 드라이버 IC 칩

5: 입력 커넥터 6: 제 4 배선부

6c: 공통 배선부 7: 제 5 배선부

8: 공용 플렉시블 배선부 9: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

10: 베이스 기판 11: 접지 패턴

12: 고압전원 패턴 13: 접속용 단자

14: 도통용 스루홀 15: 절연판

20: 교차배선기판 21: 교차배선패턴

22: 공용 플렉시블 배선기판 23: 상면측 배선패턴

24: 하면측 배선패턴 30: 플렉시블 배선 기판

31: 출력단자 배선패턴 40: 패드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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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접속용 단자 60: 베이스 기판

61: 입력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패턴 62: 도통용 스루홀

63: 절연판 64: 접속용 단자

65: 접지 패턴 66: 고압전원 패턴

67: 베이스 기판부 68: 공통기판

70: 교차배선 기판 71: 출력단자열

72: 교차배선패턴 73: 플렉시블 배선 기판

77: 공용 교차배선 기판부 80: 공용 플렉시블 배선 기판

81: 출력단자열 82: 교차배선패턴

83: 상면측 배선패턴 84: 하면측 배선패턴

100: 표시패널 101-1 ~ 101-3: 단색화소

100a: 컬러화소 121, 122: 투명전극

131, 132: 금속전극 171~174: 격벽

181~183: 형광체 210: 제어회로

2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구동장치

220: 어드레스 회로 230: 주사회로

240: 홀수 Y 공통 드라이버 250: 짝수 Y 공통 드라이버

260: 홀수 X 공통 드라이버 270: 짝수 X 공통 드라이버

300: 표시패널 310: 전면 유리 기판

320: 후면 유리 기판 330: 격벽

340: 표시 셀 360: 형광체

370: 제어회로 380: 어드레스 회로

390: X 공통 드라이버 391: Y 공통 드라이버

392: 주사회로 400: 드라이버 IC 칩

410: 패드단자 420: 접속용 단자

430: 프린트기판 450: 출력단자 접속 패턴

440: 입력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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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입력 커넥터 461, 462: 입력 커넥터

471, 472: 출력단자부 480: 플렉시블 배선 기판

490: 출력단자 배선패턴 500: 복합기판

510: 프린트기판 530: 플렉시블 배선 기판

520: 입력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패턴

540: 출력단자 배선패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평판형 표시패널, 즉, 플랫 디스플레이 패널(flat display panel)을 이용한 표시장치의 표시전극을 구동하기 위

한 구동회로를 구성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관한 것으로, 특히, 표시장치의 동작 시에 피크형상의 대전류가 흐르는

표시패널에 대하여, 이러한 대전류를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드라이버 IC(Integrated Circuit: 집적회로) 실장 모

듈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대표적으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1asma Display Panel: 통상,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및 주변 회로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전체를 PDP라고 부른다)이나, EL

(Electroluminescence) 패널이나, 대형의 LCD (Liquid Crystal Disp1ay: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용량성의 부하

특성을 갖는 표시 셀의 집합으로 구성된 대용량의 플랫 디스플레이 패널을 갖는 표시장치에 적용된다.

최근의 플랫 디스플레이 패널의 개발진보는 괄목상대한 것이며, 특히, 3전극 면방전형의 교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대화면화 및 컬러 표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대형 컬러 텔레비전 등의 용도에 적용되

어,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기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2개의 유지 방전용 전극에, 교대로 전압 파형을 인가함으로써 방전을 지속하고, 발

광 표시를 행하는 것이다. 1회의 방전(점등)은, 펄스인가 후, 수 ㎲에서 종료한다. 방전에 의해 발생한 정의 전하인 이온은,

부의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 전극 상의 절연층에 축적되고, 동일한 부의 전하인 전자는, 정의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 전극 상

의 절연층에 축적된다.

따라서, 처음에 높은 전압(기입 전압)의 펄스(기입 펄스)로 방전시켜 벽전하를 생성한 후, 극성이 다른 전회보다도 낮은 전

압의 펄스(유지 전압 펄스, 즉, 서스테인 펄스)를 인가하면, 앞에서 축적된 벽전하가 중첩되고, 방전 공간에 대한 전압은 커

지게 되어, 방전전압의 임계값보다 커져서 방전을 개시한다. 즉, 1회 기입 방전을 수행하여 벽전하를 생성한 셀은, 그 후,

유지 전압펄스를 교대로 반대 극성으로 인가하는 것으로, 방전을 지속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을 메모리 효과, 또는 메모

리 구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AC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이 메모리 효과를 이용하여 표시를 실현하는 것이다.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는, 2개의 전극으로 선택 방전(어드레스 방전) 및 유지 방전을 수행하는 2전극형과, 제 3

전극을 이용하여 어드레스 방전을 수행하는 3전극형이 있다. 다계조 표시를 수행하는 컬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는,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자외선에 의해 셀 내의 형광체를 여기시키고 있지만, 이 형광체는, 방전에 의해 동시에 발생하는

정전하인 이온의 충격에 매우 약하다는 결점이 있다. 상기 2전극형에서는, 이온이 형광체에 직접 접촉하도록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형광체의 수명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컬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는, 면

방전을 이용한 3전극형의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통상,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 불린다)이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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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는, 일반적인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평면도이고, 도 23 은, 일반적

인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단, 도 23 에서는, 도 22 의 수평

방향의 모식적인 단면도를 도시하는 것으로 한다.

도 22 및 도 23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성하는 표시패널(300)은,

전면 유리기판(310)과 배면 유리기판(320)의 2장의 유리기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면 유리기판(310)에는, 버스 전극과

투명 전극으로 구성되는 유지전극(X1,X2,..., Xj, ..., Xn: j, n 은 임의의 정의 정수), 및 주사전극(Y1,Y2,..., Yj, ..., Yn)이

배치되어 있다.

또, 배면 유리기판(320)에는, 유지전극과 직교하는 형태로 어드레스 전극(A1,A2,..., Ai,..., Am: i, m은 임의의 정의 정수)

이 배치되어 있고, 이것들의 3종류의 전극에 의해 방전 발광을 발생하는 표시 셀(340)이, 복수의 주사전극과 유지전극 중

에서 동일한 번호의 주사전극 및 유지 전극 사이에 두어진 영역(Y1-X1, Y2-X2,...)으로서 어드레스 전극과 교차하고 있는

영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유지전극(Xj)과 주사전극(Yj), 어드레스 전극(예를 들면, Ai-1, Ai 및 Ai+1)은, 벽전하 유지

용 유전체층(350)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또한, 어드레스 전극측의 유전체층 상에는, 표시 셀의 각각을 서로 분리하기 위한

격벽(330)이 형성되는 동시에,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자외선에 의해 발광하는 형광체(360)가 형성되어 있다.

도 24 는, 도 22 및 도 23 에 나타낸 바와 같은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구동 회로의 주요부를 도시

하는 블록도이다.

도 24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표시패널(300)을 동작시키기 위한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장치는, 외

부로부터 입력되는 인터페이스 신호(예를 들면, 클럭신호(CLK), 데이터 신호(DATA), 수직 동기 신호(VSYNC) 및 수평

동기 신호(HSYNC))에 의해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회로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형성하는

제어 회로(370)와, 이 제어 신호에 의해 표시패널의 표시전극을 구동하기 위한 유지전극 구동회로, 주사전극 구동회로 및

어드레스전극 구동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유지전극 구동회로, 주사전극 구동회로 및 어드레스전극 구동회로에 의

해서,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구동회로의 주요부가 구성된다.

여기서, 유지전극 구동회로는, 유지전압펄스를 발생시키기 위한 X 공통 드라이버(390)를 가지며, 주사전극 구동회로는,

동일하게 유지전압펄스를 발생시키기 위한 Y 공통 드라이버(391), 및 각 주사전극을 독립적으로 구동·주사하기 위한 주사

회로(392)를 갖는다. 또 한편으로, 어드레스 전극 구동회로는, 각 어드레스 전극에 대해 표시 데이터에 대응한 어드레스 전

압펄스를 인가하기 위한 어드레스 회로(380)로 구성되어 있다. 표시패널 상에 표시해야할 표시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신호(DATA)는, 클럭신호(CLK)에 동기하여, 제어회로 내의 표시 데이터 제어부(37l)의 프레임 메모리(372)에 의해 일단

유지된 후에, 어드레스 회로(380)에 공급된다. 더욱이, 주사회로(392)는, 수직 동기신호(VSYNC)에 기초하여, 제어회로

내의 주사 드라이버 제어부(373)에 의해 제어된다. 또한, X 공통 드라이버(390) 및 Y 공통 드라이버(391)는, 수평 동기신

호(HSYNC)에 기초하여, 제어회로 내의 공통 드라이버 제어부(374)에 의해 제어된다.

도 25 는, 도 24 의 구동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이다. 이 타이밍 차트는, 도 24 의 구동회로의 동작으로

서, 표시패널 상에 화상 표시를 하기 위한 구동전압파형을, 각 전극에 대한 전압인가파형의 에센스(essence)에 의해 나타

내는 것이고, 주로, 전면기입기간, 전면소거기간, 어드레스 방전기간 및 유지방전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화상 표시에 직접 관계되는 구동기간은, 어드레스 방전기간과 유지방전기간이고, 어드레스 방전기간에 있어서

표시하는 화소를 선택하고, 다음 유지방전기간에 있어서 선택된 화소를 발광시켜서, 소정의 밝기의 표시를 하고 있다.

어드레스 방전기간에 있어서는, 주사전극(Y1~Yn)에 대해서, 중간 전위인 전압레벨(-Vmy)의 전압을 일제히 인가한 후,

순차적으로, 전압레벨(-Vy)의 주사전압 펄스(스캔 펄스)로 전환하여 동 주사전압 펄스를 인가해 나가지만, 각각의 주사전

극으로의 주사전압 펄스의 인가에 동기시켜서, 각 어드레스 전극(A1~Am)에 대해서, 전압레벨(Va)의 어드레스 전압펄스

를 인가하는 것에 의해서, 각 주사라인 상의 화소를 선택한다.

다음 유지기간에 있어서는, 모든 주사전극(Y1~Yn)과 X 전극(X1~Xn)에 대해서, 공통의 전압레벨(+Vs)의 유지전압 펄스

를 교대로 인가하는 것에 의해서, 이전의 선택된 화소에 대해 발광을 생기게 하고, 이 연속적인 인가에 의해 소정 휘도에서

의 표시를 행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일련의 구동전압파형의 기본 동작을 조합하여 발광 회수를 제어함으로써, 농담의 계조

표시를 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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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기입기간은, 패널 전면의 모든 표시 셀에 대해 전압 레벨(Vwx)의 기입전압펄스를 인가하는 것에 의해서, 각 표시 셀

을 활성화하여 표시 특성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의 일정한 주기로 삽입된다.

또, 전면소거기간은, 화상 표시를 하기 위한 어드레스 방전 동작과 유지방전 동작을 새로 개시하기 전에, 패널 전면의 모든

표시 셀에 대해서, 피크 전압레벨(Vey)의 둔파(鈍波)를 소거전압펄스로서 인가하는 것에 의해서, 이전의 표시 내용을 제거

해 두기 위한 것이다.

도 26 은, 도 24 의 주사전극 측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과 패널전극과의 접속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27 은, 도 26

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그리고, 도 28 은, 도 26 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있어서의

각각의 드라이버 IC 칩의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26 내지 도 28 에는, 상기와 같은 3전극으로 이루어지는 면

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주사전극 측의 드라이버 IC실장 모듈에 대한 표시패널로의 접속 형태, 및 동 드라

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도 26 및 도 27 에 나타내는 주사전극 측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표시패널(300)의 주사전극의 개수가 480개

(Y1~Y480)인 경우의 구성예이고, 이들 주사전극에 접속되는 드라이버 IC 칩(400) 각각은 통상 64 비트 출력인 것에서,

계 8개의 드라이버 IC 칩을 사용하고 있다. 후술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들 드라이버 IC 칩을 2개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401,402)로 나누어 실장하고 있고, 각각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M1~M4로 이루어지는 4개의 드라이버 IC

칩을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입력부에는, 입력커넥터(461,462)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그 출력부

에는, 주사전극에 접속하기 위한 출력단자부(471,472)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도 28 에는, 각각의 드라이버 IC 칩 내부의 구체적인 회로가 도시되어 있고, 이 회로는, 64 비트만큼의 주사전극 구동신호

(OUT1~OUT64)를 출력하는 출력 회로부를 구비하고 있다.

이들 출력 회로부는, 최종 출력단의 푸시-풀(push-pull)형식의 P 채널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이하, P채널형 FET 라 함)

(406-1 ~ 406-64)와 N 채널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이하, N채널형 FET 라 함)(407-1 ~ 407-64)를 사이에 두고, 고압

전원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고압전원배선(VH)과 접지전위를 공급하기 위한 접지배선(GND)이 접속되어 있다. 또한, 상기

P 채널형 FET(406-1 ~ 406-64)의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는, 각각, 다이오드(408-1 ~ 408-64)가 역극성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러한 다이오드(408-1 ~ 408-64)의 캐소드(cathode)는, 모두 고압 전원배선(VH)에 접속되어 있고, 이 고압 전원배선

에 구동전류가 흡수되도록 동작한다. 또 한편, 상기 N 채널형 FET(407-1 ~ 407-64)의 드레인과 소스와의 사이에는, 각

각, 다이오드(409-1 ~ 409-64)가 역극성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들 다이오드(409-1 ~ 409-64)의 애노드(anode)는, 모

두 접지배선(GND)에 접속되어 있고, 이 접지배선으로부터 출력측으로 구동전류가 흘러들도록 동작한다.

또한, 도 28 의 드라이버 IC 칩 내부의 회로는, 상기 푸시-풀 형식의 P 채널형 FET 및 N 채널형 FET를 제어하기 위한 로

직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이 논리회로는, 1쌍의 저항(R1-1 ~ Rl-64, R2-1 ~ R2-64)을 통하여 P채널형 FET(406-1 ~

406-64)의 온/오프 동작을 각각 제어하기 위한 N 채널형 FET(405-1 ~ 405-64)와, N 채널형 FET(407-1 ~ 407-64)의

온/오프 동작을 각각 제어하기 위한 인버터(404-1 ~ 404-64)와, 스트로브(strobe) 신호(STB)에 기초하여 상기 N 채널

형 FET(405-1 ~ 405-64) 및 인버터(404-1 ~ 404-64)에 제어 신호를 각각 입력하는 NAND 게이트(403-1 ~ 403-64)

를 가지고 있으며, 로직용 저전압 전원(VCC)에 의해 동작한다.

또한, 도 28 의 드라이버 IC 칩 내부의 회로는, 64 비트의 출력 회로부를 선택하기 위한 64 비트 시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 회로(411)와, 이 64 비트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제어 신호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NAND 게이

트(403-1 ~ 403-64)로 송출하는 래치회로(412)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제어신호는, 64 비트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411)

에 입력되는 클럭신호(CLK)와 데이터 신호(DATA), 64 비트 래치회로(412)에 입력되는 래치신호(LATCH), 및 논리회로

제어용 스트로브 신호(STB) 등으로 구성된다.

도 29 는, 종래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제 1 예의 구조를 단면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러한 구성의 드라이버 IC 실

장 모듈은, 통상, COB (Chip on Board)구조라고 불린다.

도 29 에 나타내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서는, 강성을 갖는 리지드(rigid) 타입의 프린트기판(430) 상에 드라이버 IC 칩

(400)이 탑재된다. 또한, 상기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드라이버 IC 칩 상의 패드단자(410)와, 다층 배선식 프린트기판

(430)의 각층에 형성된 입력 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패턴(440)으로 이루어지는 접속용 단자와의 사이를 와이어본딩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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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여 결선하고 있다. 또한, 상기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입력부에는, 입력 커넥터(461)(또는 462)가 설치되어 있고, 이

입력 커넥터(461)는, 다층 배선식의 프린트기판(430)의 상면 층에 형성된 입력단자 배선패턴(445)에 접속되는 동시에, 도

통용 스루홀(446)을 통하여 상기 프린트기판(430)의 다른 층의 입력 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패턴(440)에 접속된다.

또한, 드라이버 IC 칩 상의 서로 대응하는 패드단자(410)를 통하여, 입력 커넥터(461)나 입력 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패턴

(440)으로부터 드라이버 IC 칩(400)으로, 고압 전원전압, 저압 전원전압, 접지 전위 및 각종 신호가 공급된다. 한편, 상기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출력부에는, 프린트기판(430)의 상면 층에 형성된 출력단자 접속패턴(450)이 설치되어 있다. 이

출력단자 접속패턴(450)은, 접속용 단자(420)로서 기능하고, 이 접속용 단자(420)(즉, 출력단자 접속패턴(450))와, 드라

이버 IC 칩(400)으로부터 구동신호를 출력하는 패드단자(410)와의 사이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직접 접속하여 결선하고 있

다.

또한, 상기 출력단자 접속패턴(450)은, 프린트기판(430)의 단면 측으로 인출되어 출력단자 접속부를 형성한다. 이 출력단

자 접속부와 같은 형상의 출력단자 배선패턴(490)이 설치된 유연성을 갖는 플렉시블(flexible) 배선기판(480)을, 열압착

에 의해 출력단자 접속부에 접속함으로써, 1개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이 형성된다. 이 플렉시블 배선기판(480)의 선단에

는, 표시패널의 표시전극에 접속하기 위한 단자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 단자를 포함하는 출력단자부(471)(또는 472)는, 동

표시전극에 대해 열압착 등의 수법에 의해 접속하여 사용된다.

도 30 은, 종래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제 2 예의 구조를 단면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러한 구성의 드라이버 IC 실

장 모듈은, 통상, C0M(Chip on Multip1e Board)구조라고 불린다.

도 30 에 나타내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베이스가 되는 리지드 타입의 프린트기판(510)과, 출력단자 배선패턴(540)

이 형성된 플렉시블 배선기판(530)을 접착시킨 복합기판(500)으로서, 전체 기판을 구성한 것이다.

또한, 도 30 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서는, 강성을 갖는 리지드 타입의 프린트기판(510) 상에 드라이버 IC 칩(400)이 탑

재된다. 또, 상기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드라이버 IC 칩 상의 패드단자(410)와, 다층 배선식의 프린트기판(510)의 각층

에 형성된 입력 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패턴(520)으로 이루어지는 접속용 단자와의 사이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접속하여 결

선하고 있다. 또, 상기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입력부에는, 입력 커넥터(460)가 설치되어 있고, 이 입력 커넥터(460)는,

다층배선식 프린트기판(510)의 표면 층에 형성된 입력단자 배선패턴(515)에 접속되는 동시에, 도통용 스루홀(516)을 통

하여 상기 프린트기판(510)의 다른 층의 입력 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패턴(520)에 접속된다.

또한, 드라이버 IC 칩 상의 서로 대응하는 패드단자(410)를 통하여, 입력 커넥터(460)나 입력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패턴

(520)으로부터 드라이버 IC 칩(400)으로, 고압 전원전압, 저압 전원전압, 접지 전위 및 각종 신호가 공급된다. 한편, 상기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출력부에는, 복합기판 내의 플렉시블 배선기판(530)의 표면 층에 형성된 출력단자 배선패턴

(540)이 설치되어 있다. 이 출력단자 배선패턴(540)은, 접속용 단자(420)로서 기능하고, 이 접속용 단자(420)(즉, 출력단

자 배선패턴(540))와, 드라이버 IC 칩(400)으로부터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패드단자(410)와의 사이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직접 접속하여 결선하고 있다.

또, 상기 출력단자 배선패턴(540)의 선단에는, 표시패널의 표시전극에 접속하기 위한 단자가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단자

는, 동 표시전극에 대해 열압착 등의 수법에 의해 접속하여 사용된다.

또한, 도 29 및 도 30 의 양 모듈 모두, 각 배선기판의 표면의 단자부나 IC 탑재부 이외의 부분에는, 소정의 절연피복(예를

들면, 레지스트막 또는 커버레이 필름)이 설치되는 것이 통상이지만, 도 29 및 도 30 에서는 생략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도 22 및 도 23 에 나타낸 것처럼, 3전극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AC 플라즈마 디스

플레이 패널의 표시패널 내부의 구조는, 모든 표시 전극이 절연층(유전체층)으로 피복되고, 그 사이에 방전 가스를 사이에

두어 표시 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극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회로로부터 보면, 상기 표시 전극은 용량성의 부

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예컨대, 도 23 에 나타낸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는, 유지전극, 주사전

극간 용량(Cs) 이외의 어드레스 전극간 용량(Ca)이나 대향 전극간 용량(Cg)이 존재한다.

도 31 은, 일반적인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의 주사전극의 구동전압과 구동전류의 관계를 나타

내는 타이밍 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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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에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에서는, 구체적으로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주사전극 및 유지전극 사이

에 유지전압펄스를 인가하는 경우에, 주사전극에 흐르는 구동전류의 변화의 모양을 나타내며, 유지전압펄스의 상승에 동

기하여 셀 용량(즉, 유지전극·주사전극간 용량(Cs)나 대향 전극간 용량(Cg))으로의 충전 전류와 가스 방전 전류가 피크 형

상으로 흐르고, 펄스의 하강에 동기하여 셀 용량으로부터의 방전전류가 피크 형상으로 흐른다. 또한, 상기 셀 용량으로서

기여하는 것은, 대부분이 유지전극·주사전극간 용량(Cs)인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구동전류의 피크전류 값은, 표시패널의 사이즈나 표시 셀의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42 인치 급의 것에서는, 개략적

으로 1개의 유지전극 당 0.2A ~ 0.4A의 값이고, 64 출력을 갖는 주사전극 측의 1개의 드라이버 IC 칩 몫으로서, 최대

25A 정도의 피크 전류가 된다. 그래서, 도 26 에 나타낸 1개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있어서는, 최대 90A를 넘는 피크

전류가 흐르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구동회로로서는, 상기 피크 전류를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먼저, X 공통 드라이버 및

Y 공통 드라이버로 이루어지는 서스테인(sustain) 회로에는, 상기 피크전류에 대응시킨 구동용 소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서스테인 회로로부터 표시패널에 이르는 고압 전원배선이나 접지배선 등의 구동배선계의 구성

이고, 이 구동배선계의 배선의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하는 동시에, 충분한 배선의 폭과 면적을 확보하여 저 임피던스의 라

인이 되도록 형성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들 구동배선계의 저 임피던스화를 도모할 수 없으면, 서스테인 회로 그 자체에는 충분한 구동 능력이 있어도, 구동

배선계의 임피던스에 의한 구동전압의 저하에 의해서, 필요한 크기의 피크전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방

전의 발광 휘도가 저하되거나 휘도의 분산이 발생되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표시 품질이 열화되는 동시에, 구동전

압의 마진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게 되어 표시의 떨림(flicker)이나 발광 미스(결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표시 동작이 행

해지지 않게 된다.

표시패널 각각의 주사라인(표시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복수의 표시 셀 중의 점등해야 할 표시 셀의 개수는, 표시 데이터에

응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주사라인 마다 차이가 난다. 즉, 주사라인마다 구동회로에 대한 부하가 변하게 된

다. 그래서, 구동배선계의 임피던스가 높은 경우는, 표시라인마다, 표시패널에 공급되는 구동전압의 전압 저하의 값에 차

이가 생긴다. 그 결과, 표시라인 중에는 필요한 크기의 구동전압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개소가 발생하고, 표시패널 상에

서 휘도의 분산이 생기게 된다. 한편, 구동배선계의 임피던스에 의한 구동전압의 저하를 고려하여 구동전압을 크게 한 경

우, 선택되지 않는 표시 셀까지 발광할 우려가 생기고, 정상적인 표시동작이 행해지지 않게 된다.

한편, 특히, 접지배선(어스라인)의 임피던스가 높아지면, 고주파의 피크 전류의 흐름이 구동회로 전체에 대한 노이즈가 되

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구동회로 그 자체나 다른 회로의 오동작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동작이 행해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

라, 주위 환경에 대해 전자파를 방사하여 악영향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구동 배선계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표시패널의 표시전극에 직접 접속되어 동 표시전극을 구동하는 드

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부분이고, 이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부분에 대하여 구동 배선계 라인의 저 임피던스화를 완수하

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도 29 에 나타낸 바와 같은 종래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제 1 예는, 한정된 크기의 프린트기판에 형성된 입력

단자 배선패턴(445) 등의 배선패턴을 통하여, 클럭신호나 래치신호나 스트로브 신호 등의 각종 신호를 입력 커넥터(461)

로부터 드라이버 IC 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성이 되기 때문에, 프린트기판에 다수의 도통용 스루홀을 이용한 다층 배선

을 행하는 것이 필요해 진다. 즉, 상기와 같은 입력 관계의 배선계는, 복수 개의 도통용 스루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

압 전원배선이나 접지배선 등의 구동 배선계와 교착하여 배선된다. 또한,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출력 관계의 배선계에

서는, 프린트기판 상의 출력단자 접속패턴(450)을 통하여, 드라이버 IC 칩의 출력용 패드단자(410)와 출력단자부와의 접

속이 행해진다. 이 때문에, 상기 도통용 스루홀이나 출력단자 접속패턴 만큼 구동배선계의 폭이나 면적이 제한되므로, 구

동 배선계에 대한 충분한 저 임피던스화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한편, 도 30 에 나타낸 바와 같은 종래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제 2 예는, 출력 관계의 배선계의 출력단자 배선패턴

(540)이 형성된 플렉시블 배선기판(530)과, 프린트기판 상(500)을 접착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드라이버 IC 칩(400)의 출

력용 패드단자는, 와이어본딩에 의해 출력단자 배선패턴으로 직접 접속된다. 이 때문에, 출력 관계의 배선계가 구동 배선

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없어지므로, 전술한 제 1 예의 경우보다도 구동배선계의 폭이나 면적을 다소 크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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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상기 제 2 예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있어서의 입력 관계의 배선계는, 전술한 제 1 예의 경우와 같이, 고압

전원배선이나 접지배선 등의 구동 배선계와 교착하여 배선된다. 이 때문에, 상기 도통용 스루홀만큼 구동배선계의 폭이나

면적이 제한되는 것에 변화는 없다.

또한, 종래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관련되는 선행 기술로서, 특개평10-215038호 공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표시 구

동용 배선패턴을 갖는 가요성(可撓性) 회로기판을 구비하며, 이 가요성 회로기판의 일부 또는 이면에 전원용 버스바

(busbar)와 그라운드용 버스바(접지용 버스바(busbar))가 일체적으로 접합된 IC 탑재 가능한 복합형 드라이버를 구성한

복합형 회로기판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이 복합형 회로기판에서는, 전원용 버스바와 그라운드용 버스바를 포함하는 구

동 배선계가, 본 발명에서 나타내는 입력 관계의 배선계 및 출력 관계의 배선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이 경우, 전원용 버스바와 그라운드용 버스바를 포함하는 구동배선계의 배선은, 가요성 회로기판 내의 배선패턴을 일

단 경유하여 표시 구동용 IC 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입력 관계의 배선계 및 출력 관계의 배선계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종래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관련되는 다른 선행 기술로서, 특개평5-198603호 공보(평성 10년 7월 17일에 특

허 제2803699호로서 등록)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IC 칩을 탑재하는 제 1 기판과, 플렉시블 기판으로 이루어지는 제 2 기

판을 구비하며, 고압 전원배선이나 접지배선 등의 구동 배선계를 제 1 기판에 형성하고, 출력 관계의 배선계를 제 2 기판에

형성한 IC 칩의 실장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이 실장구조에서는, 입력 관계의 배선계도 제 1 기판에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

되므로, 전술한 도 29 및 도 30 의 종래예와 같이, 입력 관계의 배선계가 구동 배선계와 교착하여 배선되게 된다. 이 때문

에, 구동배선계의 폭이나 면적이 제한되는 것에 변화는 없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에 비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평판형 표시패널 등에 적용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동 배선계

라인의 임피던스를 가능한 한 낮게 억제함으로써 구동배선계의 저 임피던스화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는 드라이버 IC 실

장 모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평판형 표시패널의 표시 전극을 구동하기 위한 드라

이버 IC 칩과, 상기 드라이버 IC 칩과 전기적인 접속을 하기 위한 배선기판을 가지며, 적어도,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입력

되고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경유하여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구동 전원계 배선이 형

성된 제 1 배선부와,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입력되고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신호를 공급하는 제어계

배선이 형성된 제 2 배선부와, 상기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 도출되고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의 상기 표시 전극에 접속하기

위한 출력단자 배선이 형성된 제 3 배선부를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있어서, 상기 구동 전원계 배선은, 베타배선패턴으로서 상기 제 1 배선

부에 형성되고, 이 베타배선패턴으로부터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대해서, 상기 전원전압을 직접 공급하도록 구성된다.

한편, 본 발명의 1실시 형태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평판형 표시패널의 표시전극을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IC 칩과, 상기 드라이버 IC 칩과 전기적인 접속을 하기 위한 배선기판을 가지며, 적어도,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입력되고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경유하여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구동 전원계 배선, 및,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입력되고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신호를 공급하는 제어계 배선이 형성된 제 4 배선

부와, 상기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신호의 배열 순서를 다른 배열 순서로 변환하고,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

의 표시전극에 접속하기 위한 출력단자 배선이 형성된 제 5 배선부를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1실시 형태에 관련된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있어서, 상기 구동 전원계 배선은, 베타배선패턴

으로서 상기 제 4 배선부에 형성되고, 이 베타배선패턴으로부터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대해서, 상기 전원전압을 직접 공

급하도록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1실시 형태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상기 제 4 배선부에 형성된 구동 전원계 배선을

제 1 번 서브배선부로서 설치하는 동시에, 상기 제 4 배선부에 형성된 상기 제어계 배선을 제 2 번 서브배선부로서 설치한

구조로 되어 있다.

더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1실시 형태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홀수번째의 상기 출력단자 배선에 접속되는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과, 짝수번째의 상기 출력단자 배선에 접속되는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을 가지며, 상기 홀

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을 경유하여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원계 배선, 및, 상기 홀수 회로용 드

라이버 IC 군에 입력되고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신호를 공급하는 제어계 배선이 형성된 홀수 회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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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배선부와, 상기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을 경유하여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원계 배선, 및,

상기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에 입력되고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신호를 공급하는 제어계 배선이

형성된 짝수 회로용 제 4 배선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 5 배선부는, 상기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의 출력신호를 홀수번

째가 대응하는 출력단자 배선으로 도출하고, 상기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의 출력신호를 짝수번째가 대응하는 출력단

자 배선으로 도출하기 위한 배선층이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표시전극을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IC 칩과, 상기 드라이버 IC 칩과 전기적인 접속을 하기 위한 배선기판을 가지며, 적어도,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입력되고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경유하여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구

동 전원계 배선이 형성된 제 1 배선부와,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입력되고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신호

를 공급하는 제어계 배선이 형성된 제 2 배선부와, 상기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 도출되고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의 상기 표시전극에 접속하기 위한 출력단자 배선이 형성된 제 3 배선부를 구비한다.

한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형태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표시전극을 구동하

기 위한 드라이버 IC 칩과, 상기 드라이버 IC 칩과 전기적인 접속을 하기 위한 배선기판을 가지며, 적어도,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입력되고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경유하여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구동 전원계 배선, 및,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입력되고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신호를 공급하는 제어

계 배선이 형성된 제 4 배선부와, 상기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출력신호의 배열 순서를 다른 배열 순서로 변환

하고,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표시전극에 접속하기 위한 출력단자 배선이 형성된 제 5 배선부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있어서는, 평판형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구동전압계 배선

(즉, 구동 배선계)이 형성된 제 1 배선부와,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신호를 공급하는 제어계 배선(즉, 입력측

배선계)이 형성된 제 2 배선부와, 출력단자 배선(즉, 출력측 배선계)이 형성된 제 3 배선부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입력 관

계의 배선계가 구동 배선계와 교착하여 배선되지 않게 되고,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동 배선계에 충분한 배선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에 의해서, 표시패널의 구동 배선계 라인의 임피던스를 낮게 억제한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을 실

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모듈 구성에 의해서, 표시패널에 대해 충분한 피크전류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것에 의해 충분

한 휘도와 안정적인 표시 특성이 얻어지며, 또, 동작 마진도 충분히 확보되어 정상적인 표시 동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있어서는, 평판형 표시장치의 동작 시 노이즈의 발생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제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실시의 형태

이하, 첨부 도면(도 2 ~ 도 2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들 실시예는, 바람직하게는, 3전극

으로 이루어지는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주사전극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회로에 적용되는 것이다.

도 1 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도시하는 평면도이고, 도 2 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단면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 및 도 2 에 나타나는 제 1 실시예는,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주사전극

측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대한 적용례이고, 8개의 드라이버 IC 칩을 2개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로 나누어 실장하고

있다. 즉, 도 1 및 도 2 에 있어서는, 이 중 1개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9)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 1 및 도 2 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9)에 사용되는 실장기판은, 개략적으로 말해, 모체가 되는 베이스기판(10)과, 이 베

이스기판(10)의 표면에 입력용 입력 제어신호 배선과 로직용 전원배선을 형성한 교차배선패턴(21)을 포함하는 교차배선

기판(20)이 접착되고, 출력용 출력단자 배선패턴(31)이 형성된 플렉시블 배선기판(30)이 접착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드라이버 IC 칩(4)으로서, 4개의 드라이버 IC 칩을 사용하고, 이러한 4개의 드라이버 IC 칩은, 모체의 베이스기판

(10)의 표면에 접착·고정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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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실시예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입력부에는, 외부 기판에 접속하기 위한 입력 커넥터(5)가 설치되고, 외부로

부터 상기 입력 커넥터(5)를 경유하여, 입력 제어 신호선 및 로직용 전원선이, 교차배선기판(20)의 교차배선패턴(21)에 접

속되도록 구성된다. 한편, 외부로부터 상기 입력 커넥터(5)를 경유하여, 고압 전원전압 및 접지 전위를 각각 공급하는 고압

전원선 및 접지선은, 베이스기판(10)의 고압 전원패턴(12) 및 접지패턴(11)에 각각 접속되도록 구성된다.

교차배선기판(20)은, 4개의 드라이버 IC 칩(4)에 대해서, 각각 입력제어 신호선 및 로직용 전원선을 서로 병렬로 입력하도

록 교차시키는 교차배선패턴(21)을 포함하는 배선이 필요하고, 2층 배선(또는 다층 배선) 양면의 프린트기판을 이용하여

제조한다. 바람직하게는, 이 종류의 프린트기판으로서, 강성을 갖는 리지드 타입의 프린트기판이 사용된다. 그리고, 이러

한 구조의 프린트기판의 제조 후에, 절연판(15)을 통하여 베이스기판(10)의 표면의 소정 위치에 접착되지만, 교차배선기

판(20)의 표면 상에는, 각 배선을 드라이버 IC 칩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용 단자 이외에, 로직용 전원선과 접지선과의 사이

에 바이패스(bypass)용 콘덴서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용 단자도 설치되어 있다. 상기 교차배선기판(20)의 교차배선패턴

(21)은,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계 배선이 형성된 제 2 배선부(2)에 상당한다.

베이스기판(10)은, 이와 같이 리지드 타입의 양면 프린트기판을 이용하여 제조하지만, 드라이버 IC 칩이 탑재되는 표면 측

은, 거의 전역에 걸쳐 베타형상의 접지 배선층으로서 접지 패턴(1l)이 형성되고, 이면 측은, 동일한 베타형상의 고압 전원

배선층으로서 고압 전원패턴(12)이 형성된다. 즉, 베이스기판(10)의 표면 측의 드라이버 IC 칩 주변에는, 드라이버 IC 칩으

로의 고압 전원배선층의 접속용 단자(13)를 설치하고 있다. 이 경우, 고압 전원패턴(12)은, 도통용 스루홀(14) 및 접속용

단자(13)를 통하여, 드라이버 IC 칩의 패드단자(40)에 접속된다. 상기 베이스기판(10)의 접지 패턴(11) 및 고압 전원패턴

(12)은, 구동 전원계 배선(즉, 고압 전원배선 및 접지배선을 포함하는 구동 배선계)이 형성된 제 1 배선부(1)에 상당한다.

출력용 플렉시블 배선기판(30)은, 유연성을 갖는 폴리이미드재 등으로 이루어지는 절연 필름 상에 동박을 접착한 단층의

배선기판으로부터,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의 복수의 출력단자 배선패턴(31)을 서로 병행시켜 출력단자부까지 도출하도

록 제조한 것이고, 이와 같이, 단층의 배선기판의 제조 후에 베이스기판(10) 표면의 소정 위치에 접착된다. 이들 출력단자

배선패턴(31)에 대해서도, 드라이버 IC 칩의 출력용 패드단자(40)와의 접속용 단자(41)가 복수개 설치되어 있다. 상기 플

렉시블 배선기판(30)의 출력단자 배선패턴(31)은, 출력단자 배선이 형성된 제 3 배선부에 상당한다.

전술한 3종류의 기판을 소정의 위치 관계에서 접착한 후, 4개의 드라이버 IC 칩을 베이스기판 상의 소정 위치에 접착·고정

하고, 그 후, 드라이버 IC 칩의 각 패드단자와, 대응하는 각 기판의 접속용 단자와의 사이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접속함으로

써, 전기적인 접속을 행한다.

이 전기적인 접속이 종료된 후, 드라이버 IC 칩, 및 와이어본딩이 행해진 영역에는, 봉지수지를 도포하여 습기 및 주위 환

경으로부터의 보호를 도모하도록 한다.

입력 커넥터(5)와 각 기판과의 접속은, 입력 커넥터(5)의 접속용 핀과, 대응하는 배선층의 단자와의 사이를 각각 납땜하는

것에 의해 행하고, 이 납땜 공정을 통하여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 전체가 완성된다.

상기 제 1 실시예에 의하면,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입력부의 입력 제어신호 관계의 배선계와, 고압 전원 및 GND 관계의

구동 배선계를, 각각 별도의 계통의 배선기판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압 전원배선 및 접지배선 관계의 배선계가, 종래

구성 같이 입력 관계의 배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임의로 배치 가능해지고, 충분한 면적을 취하여 배선 에리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고압 전원배선 및 접지배선 관계의 구동계 배선 라인의 임피던스를 충분히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을 실현하고, 표시패널의 안정적인 표시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도 3 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이고, 도 4 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단면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또한, 이하에서, 전술한 구성 요소와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붙여 표현하는 것으로 한다.

도 3 및 도 4 에 나타내는 제 2 실시예는, 전술한 제 1 실시예의 경우와 같이,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주사전극 측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대한 적용례이고, 8개의 드라이버 IC 칩을 2개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로 나누어 실장하고 있다. 즉, 도 3 및 도 4 에 있어서도, 이 중의 1개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9)의 구성을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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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및 도 4 에 나타내는 베이스기판(10)의 구성은, 전술한 제 l 실시예와 거의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베이

스기판의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 제 2 실시예의 구성이 전술한 제 1 실시예와 크게 다른 점은,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입력부의 교차배선기판과 출력

부의 플렉시블 배선기판을 동일한 한 장의 기판에 의해 구성한 점이다. 즉, 제 2 실시예에서는, 입력부의 교차배선기판과

출력부의 플렉시블 배선기판의 양기판을 한 장의 공용 플렉시블 배선판(22)에 의해 형성하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 말하면, 폴리이미드재 등으로 이루어지는 절연 필름을 사이에 두고 2층의 동박을 접착하는 것에 의해 양면

배선패턴(상면측 배선패턴(23) 및 하면측 배선패턴(24))을 형성한 양면 배선기판을 사용하여, 전술한 제 1 실시예에 있어

서의 입력부의 교차배선기판에 상당하는 부분을 형성하는 동시에, 출력부의 복수의 출력단자 배선패턴을, 양면 배선패턴

의 한 면을 사용하여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 상기 제 2 실시예에서는, 출력단자 배선패턴은, 도 4 의 상면측 동박부(예를 들

면, 상면측 배선패턴(23))로 형성되어 있다. 입력부의 공용 플렉시블 배선판(22)에 형성된 상면측 배선패턴(23)및 하면측

배선패턴(24)은, 공용 교차배선부(2c)를 구성하고, 출력부의 공용 플렉시블 배선판(22)에 형성된 상면측 배선패턴(23)은,

출력단자부(3c)를 구성한다.

이와 같이, 1장의 공용 플렉시블 배선기판(22)에 입력부와 출력부의 배선패턴을 형성한 것을, 베이스기판(10)의 소정 위치

에 절연판(15)을 통하여 접착함으로써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기판부분의 제조를 완료한 후, 4개의 드라이버 IC 칩을 베

이스기판(10)의 소정 위치에 접착·고정하는 동시에, 드라이버 IC 칩의 각 패드단자와, 베이스기판(10) 및 공용 플렉시블 배

선기판(22)의 각 단자와의 사이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접속한다. 즉, 드라이버 IC 칩의 입력 제어신호용 패드단자 및 로직

전원용 패드단자는, 교차배선패턴을 형성하는 공용 플렉시블 기판 상의 대응하는 단자와의 사이에서, 와이어본딩 접속하

는 것에 의해 전기적 접속을 행한다. 한편, 드라이버 IC 칩의 출력용 패드단자는, 마찬가지로 공용 플렉시블 기판 상의 출

력단자 배선패턴의 대응하는 단자와의 사이에서, 와이어본딩 접속하는 것에 의해 전기적 접속을 행한다. 또한, 드라이버

IC 칩의 고압 전원용 패드단자 및 접지용 패드단자는, 베이스기판 상의 대응하는 단자와의 사이에서, 와이어본딩 접속하는

것에 의해 전기적 접속을 행한다.

또한, 드라이버 IC 칩, 및 와이어본딩이 행해진 영역에 대하여 봉지처리를 행하는 동시에, 입력 커넥터(5)의 납땜 접속을

함으로써,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 전체의 조립을 완성한다.

상기 제 2 실시예의 특징은, 전술한 제 1 실시예와는 달리, 교차배선패턴과 출력단자 배선패턴을 한 장의 공용 플렉시블 기

판에 의해 형성하기 때문에, 전체로서 간단해지도록 구성되고, 부품 수 절감 및 취급상의 공정 수 삭감이 가능해지고, 드라

이버 IC 실장 모듈 전체로서의 비용 다운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원 출원인은, 먼저, 특개평9-160525호 공보에 나타내는 것 같은 종래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

해 새로운 표시기능을 부가할 수 있는 구동방식 및 회로 방식을 개발했다. 이 구동방식은, Alis(Alternate lighting of

surfaces) 구동방식이라고 불리는 인터레이스(interlace) 방식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방식이다.

이 Alis 구동방식은, 표시패널의 유지전극 및 주사전극 사이에 두어진 모든 영역을 표시 셀로서 대칭적으로 형성하는 동시

에, 새로운 구동기술에 의해 이들 모든 표시 셀에 대한 정상적인 표시 동작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표시용량을 종래의 면방

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예를 들면, 도 22 참조)의 2배로 확대함으로써 고 세밀 표시를 실현했다. 후술하는 제

3 내지 제 6 실시예는, 구동 배선계 라인의 임피던스를 충분히 낮은 값으로 유지하면서 이상의 구동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제 3 내지 제 6 실시예를 설명하기 전에, 도 5 내지 도 12 를 참조하여, 제 3 내지 제 6 실시예의 전제가 되는

Alis 구동방식을 이용한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장치 및 그 구동 방법을 설명한다.

도 5 는, 인터레이스 방식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개략적 구성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5 에 나타내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100)에서는, 표시 라인(표시행)(L1)에 대해서만 화소를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100)의 화소 수를, 단색 화소 환산으로 6 ×8 =

48 로 하고 있다. 본 발명은, 컬러 또는 단색 모두에 적용할 수 있고, 컬러의 1화소는 단색의 3화소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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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100)은, 제조가 용이하게 하고, 또한 화소 피치를 축소하여 고 세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적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행방향의 격벽을 제거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제거에 의해 인접한 표시 라인간의

영향으로 오방전이 생기지 않도록, 후술하는 바와 같이 면방전의 전극간(L1 ~ L8)의 홀수행과 짝수행에서 서스테인 펄스

(유지전압펄스)의 전압 파형이 서로 역상이 되도록 인터레이스 주사한다.

도 6 은, 도 5 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컬러 화소(100a)의 대향 간격을 넓힌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고, 도 7 은,

도 5 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컬러 화소(lOOa)의 유지전극(X1)을 따라 취한 종단면도이다.

도 6 및 도 7 에 있어서, 유리기판(110)의 일면에는, ITO 막 등의 투명 전극(121,122)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고, 투명 전

극(12l,122)의 직사각형 방향을 따른 전압 저하를 저감하기 위해서, 동(Cu) 등의 금속전극(131,132)이 각각 투명전극

(121,122) 상의 중앙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투명전극(121)과 금속전극(131)으로 유지전극(X1)이 구성되고, 투명전극

(122)과 금속전극(132)으로 주사전극(Y1)이 구성되어 있다. 유리기판(ll0), 전극(X1) 및 전극(Y1) 상에는, 벽전하 유지용

유전체(140)가 피착되고, 그 위에 MgO 보호막(150)이 피착되어 있다.

한편, 유리기판(160)의, MgO 보호막(150)과 대향하는 면에는, 유지전극(X1) 및 주사전극(Y1)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어드

레스 전극(A1,A2 및 A3) 및 이들 사이를 나누는 격벽(171~173)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격벽에 의해서, 어드레스 전극

과 유지전극 및 주사전극이 교차하는 영역에는, 각각 방전 셀(통상, 단순히 셀, 혹은, 슬릿이라고도 부른다)이 형성된다. 또

한, 격벽(171)과 격벽(172) 사이, 격벽(172)과 격벽(173) 사이, 및 격벽(173)과 격벽(174) 사이에는 각각, 방전에 의해 생

긴 자외선이 입사되어 적색빛을 발하는 형광체(l81), 녹색빛을 발하는 형광체(182) 및 청색빛을 발하는 형광체(183)가 피

착되어 있다. 형광체(181~183)와 MgO 보호막(150) 사이의 방전 공간에는, 예를 들면 Ne+Xe 페닝 혼합 가스가 봉입되

어 있다.

격벽(171~174)은, 방전에 의해 생긴 자외선이 인접한 화소에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방전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스페이서로서 기능한다. 형광체(181~183)를 동일 물질로 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100)은 단색 표시용이 된다.

도 5 에 나타내는 것 같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장치에 있어서는, 선택된 셀

에 대해 소정의 표시 데이터의 기입을 위하여 필요한 복수 종류의 구동전압펄스를, 유지전극, 주사전극 및 어드레스 전극

에 공급하는 구동회로와, 이러한 구동전압펄스를 공급하는 순서를 제어하는 제어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구동회로는,

유지전극(X1~X5)에 기입 펄스나 서스테인 펄스 등을 공급하는 홀수 및 짝수 X 서스테인 회로(공통 드라이버)와, 주사전

극(Y1~Y4)에 스캔 펄스나 서스테인 펄스 등을 공급하는 홀수 및 짝수 Y 서스테인 회로(공통 드라이버)와, 어드레스 전극

(A1~A6)에 어드레스 전압 펄스 등을 공급하는 어드레스 회로를 포함한다.

도 8 은, 도 5 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컬러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프레임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9 는,

도 8 의 프레임의 어드레스 기간에 있어서의 표시주사의 순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 에 나타내는 프레임은,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로 2분할되고, 어느 필드도 제 1 ~ 제 3 서브필드로 이루어진다. 각 서

브필드에 대해, 홀수 필드에서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100)의 각 전극에 후술하는 도 10 에 나타내는 파형의 전압을

공급하여 도 5 의 표시 라인(L1,L3,L5 및 L7)을 표시하게 하고, 짝수 필드에서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100)의 각 전

극에 후술하는 도 11 에 나타내는 파형의 전압을 공급하여 도 5 의 표시 라인(L2,L4,L6 및 L8)을 표시하게 한다. 제 1 ~

제 3 서브필드에서의 유지 방전 기간은 각각 T1,2T1 및 4T1 으로 되어 있고, 각 서브필드에서는 그 기간의 길이에 비례

한 회수만큼 유지 방전이 행해진다. 이것에 의해서, 휘도가 8계조로 된다. 동일하게, 서브필드 수를 8로 하고, 유지 방전 기

간의 비를 1:2:4:8:16:32:64:128로 하면, 휘도가 256계조로 된다.

어드레스 기간에서의 표시 라인의 주사는, 도 9(A) 의 ㅇ 안의 번호 순서로 행해진다. 즉, 홀수 필드에서는 표시 라인

(Ll,L3,L5 및 L7)의 순서로 주사되고, 짝수 필드에서는 표시 라인(L2,L4,L6 및 L8)의 순서로 주사된다.

도 10 은, 종래의 제1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홀수 필드에서의 전극 인가전압 파형도

이고, 도 11 은, 종래의 제1예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짝수 필드에서의 전극 인가전압 파

형도이다. 실제로는 도 8 에 나타낸 것처럼, 홀수 필드 및 짝수 필드는 각각 유지 방전 기간의 길이가 다른 복수의 서브필드

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간략화를 위해서 1 서브필드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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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처음에, 홀수 필드에서의 동작을 도 l0 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도 10 중의 W, E, A 및 S 는, 전면 기입방전, 전면 자기

소거방전, 어드레스 방전 및 유지방전이 생기는 시점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하, 간단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총칭한

다.

유지전극(즉, X 전극): 전극(X1~X5)

홀수 유지전극: 전극(X1,X3 및 X5)

짝수 유지전극: 전극(X2 및 X4)

주사전극(즉, Y 전극): 전극(Y1~Y4)

홀수 주사전극: 전극(Y1 및 Y3)

짝수 주사전극: 전극(Y2 및 Y4)

어드레스 전극(즉, A 전극): 어드레스 전극(A1~A6),

한편,

Vfxy: 인접하는 유지전극과 주사전극 사이의 방전개시전압

Vfay: 대향하는 어드레스 전극과 주사전극 사이의 방전개시전압

Vwall: 인접하는 유지전극과 주사전극 사이의 방전에 의해 생긴 벽전하에 의한, 정의 벽전하와 부의 벽전하 사이의 전압

(벽전압)

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Vfxy = 290V, Vfay = 180V 이다. 또한, 어드레스 전극과 유지전극 사이를 A-X 전극간 전압이라고 약칭하

고, 어드레스 전극과 주사전극 사이를 A-Y 전극간 전압이라고 약칭하며, 다른 전극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호로 약칭하는

것으로 한다.

(1) 리세트 기간

리세트 기간에서는, 유지전극에 공급되는 전압파형은 전면 기입펄스(통상, 단순히 기입펄스라 한다)로 서로 동일하고, 주

사전극에 공급되는 전압파형은 OV 로 서로 동일하며, 어드레스 전극에 공급되는 전압파형은 중간 전압펄스로 서로 동일하

다.

처음에, 각 전극의 인가 전압은 OV 로 되어 있다. 리세트 기간 앞의 유지방전기간의 마지막 서스테인 펄스에 의해서, 점등

하고 있던 셀(화소), 즉 표시 슬릿의 MgO 보호막(150) 상에는, 유지전극측에 정의 벽전하가 존재하고 주사전극측에 부의

벽전하가 존재한다(즉, 정의 극성의 벽전하가 잔류한다). 소등되어 있던 셀, 즉 비표시 슬릿의 유지전극측 및 주사전극측에

는 벽전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a ≤t ≤b 의 기간에 있어서, 유지전극에 전압(Vw)의 리세트 방전 펄스(즉, 기입펄스)가 공급되고, 어드레스 전극에 전압

(Vaw)의 중간 전압펄스가 공급된다. 예를 들면, Vw = 310V 로서, Vw > Vfxy 이며, 벽전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서로 이웃

하는 X-Y 전극간, 즉 표시 라인(L1~L8)의 X-Y 전극간에서 전면 기입방전(점등 셀 또는 비점등 셀에 관계없이, 모든 셀에

대해 행해지므로, 모든 셀 기입방전이라고도 불린다)(W)이 생기고, 발생한 전자 및 정 이온이 X-Y 전극간 전압(Vw)에 의

한 전계에 의해 이끌려 역극성 벽전하(즉, 부의 극성의 벽전하)가 생기고, 이것에 의해 방전 공간의 전계 강도가 저감되며,

1㎲ ~ 수 ㎲ 에서 방전이 종결된다. 전압(Vaw)은 Vw/2 정도이고, 리세트 방전펄스 인가 시에 A-X 전극간 전압과 A-Y 전

극간 전압이 서로 역상으로 절대치가 동일하게 되므로, 방전에 의해 형광체에 부착하는 벽전하의 평균은 거의 영(0)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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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b 에서 리세트 방전펄스가 하강하면, 즉 벽전하와 역극성의 인가전압이 소실되면, X-Y 전극간 벽전압(Vwall)이 방전

개시전압(Vfxy)보다 크게 되고, 전면 자기소거 방전(모든 셀 자기소거 방전이라고도 불린다)(E)이 발생한다. 이 때, 유지

전극, 주사전극 및 어드레스 전극이 모두 OV 이며, 이상적으로는, 이 전면 자기소거 방전에 의해 벽전하는 전혀 생기지 않

고, 방전 공간 내에서 이온과 전자가 재결합되어 완전하게 중화된다. 단지, 실제로는, 이 전면 자기소거 방전에 있어서는,

모든 벽전하는 완전하게 중화되지 않고, 부의 극성의 벽전하가 셀 내에 조금 잔류한다.

(2) 어드레스 기간

어드레스 기간에서는, 홀수 유지전극에 공급되는 전압파형은 서로 동일하고, 짝수 유지전극에 공급되는 전압 파형도 서로

동일하며, 비선택의 주사전극에 공급되는 전압 파형도 전압(-Vsc)으로 서로 동일하다. 주사전극은 Y1~Y4 의 순서로 선

택되고, 선택된 주사전극에 전압 -Vy의 주사펄스(즉, 스캔 펄스)가 공급되며, 비선택의 주사전극은 전압 -Vsc로 된다. 예

를 들면, Vsc = Va = 50V, Vy = 150V 이다.

(c ≤t ≤d)주사전극(Y1)에 전압 -Vy 의 주사펄스가 공급되고, 어드레스 전극에는 점등시키려고 하는 셀에 대해서 전압

Va 의 어드레스 전압펄스가 공급된다. 다음 관계,

Va + Vy > Vfay

가 성립되어, 점등시키려고 하는 셀에 대한 어드레스 방전이 생기며, 역극성의 벽전하가 생겨서 방전이 종결된다. 이 어드

레스 방전 시에, 전극(Y1)과 인접한 전극(X1 및 X2)중, 전극(X1)에만 전압(Vx)의 펄스가 공급된다. 이 어드레스 방전으로

트리거되는 경우의 X-Y 전극간 방전개시전압을 Vxyt라고 하면, 다음 관계,

Vx + Vsc < Vxyt < Vx + Vy < Vfxy

가 성립되어, 표시 라인(L1)의 X1-Y1 전극간에 기입방전이 생기고, 자기방전하지 않을 정도의 역극성의 벽전하가 X1-Y1

전극간에 생성되어 방전이 종결한다. 한편, 표시 라인(L2)의 X2-Y1 전극간에서는 방전이 생기지 않는다.

(d ≤t ≤e) 전극(Y2)에 전압 -Vy 의 주사펄스가 공급되고, 짝수 유지전극에 전압 Vx 의 펄스가 공급되고, 어드레스 전극

에는 점등시키려고 하는 셀에 대하여, 전압 Va 의 어드레스 전압펄스가 공급되며, 동일하게, 표시 라인(L3)의 X2-Y2 전극

간에서 기입방전이 생기고, 역극성의 벽전하가 생성되고, 한편, 표시라인(L4)의 X3-Y2 전극간에서는 방전이 생기지 않는

다.

이하, e ≤t ≤g 에 있어서 상기와 동일한 동작이 행해진다.

이와 같이 하여, 표시 라인(L1,L3,L5 및 L7)의 순서로, 점등시키려고 하는 셀에 대해서, 표시 데이터의 기입방전이 생기

고, 그 주사전극측에 정의 벽전하가 생성되고, 그 유지전극측에 부의 벽전하가 생성된다. 즉, 선택된 셀(표시 슬릿)에 있어

서는, 정의 극성의 벽전하가 형성되지만, 선택되지 않는 셀(비표시 슬릿)에 있어서는, 벽전하는 형성되지 않는다.

(3) 유지방전기간

유지방전기간에서는, 홀수 유지전극 및 짝수 주사전극에 동위상 및 동전압(Vs)의 서스테인 펄스열이 공급되고, 이러한 서

스테인 펄스열의 위상을 180°(1/2주기) 바꿔 놓은 서스테인 펄스열이 짝수 유지전극 및 홀수 주사전극에 공급된다. 한편,

최초의 서스테인 펄스가 상승 동기하여, 어드레스 전극에 전압(Ve)이 공급되고, 유지방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h ≤t ≤p) 홀수 주사전극 및 짝수 유지전극에 전압 Vs 의 서스테인 펄스가 공급된다. 홀수 Y - 홀수 X전극간의 셀의 실효

전압은 Vs + Vwall 이 되고, 짝수 Y - 짝수 X 전극간의 셀의 실효전압은 Vs - Vwall 이 되며, 홀수 X - 짝수 주사전극간

및 짝수 X - 홀수 주사전극간의 셀의 실효전압은 2Vwall 이 된다. 다음 관계,

Vs < Vfxy < Vs + Vwall, 2Vwall < Vfxy

가 성립되어, 홀수 Y - 홀수 X 전극간에서 유지방전이 생기고, 역극성의 벽전하가 생겨서 방전이 종결된다. 기타의 전극간

에서는 유지방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홀수 필드 내에서의 홀수 표시 라인(L1 및 L5)만의 표시가 유효해진다. 짝수 Y

- 짝수 X 전극간에서는, 그 첫회만 유지방전이 생기지 않는다.

등록특허 10-0562256

- 16 -



(q ≤t ≤r) 홀수 유지전극 및 짝수 주사전극에 전압 Vs 의 서스테인 펄스가 공급된다. 홀수 X - 홀수 Y 전극간 및 짝수 Y -

짝수 X 전극간의 셀의 실효전압은 모두 Vs + Vwall 이 되고, 홀수 Y - 짝수 X 전극간 및 홀수 X - 짝수 Y 전극간의 실효

전압은 영이 된다. 이것에 의해서, 홀수 X - 홀수 Y 전극간 및 짝수 Y - 짝수 X 전극간에서 유대방전이 생기고, 역극성의

벽전하가 생겨서 방전이 종결된다.

기타의 전극간에서는 유지방전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홀수 필드의 모든 홀수 표시 라인(L1,L3,L5 및 L7)의 표시가 동

시에 유효해진다.

이하, 상기의 경우와 같은 유지방전이 반복된다. 이 경우, 도 10 에 기재한 벽전하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비표시 라인의

홀수 Y - 짝수 X 전극간 및 홀수 X - 짝수 Y 전극간의 셀의 실효전압은 영이 된다. 유지방전기간의 마지막 유지방전은, 벽

전하의 극성이 상기 리세트 기간의 처음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다음에, 짝수 필드에서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11 에 있어서, 홀수 필드에서는 상기와 같이 주사전극(Y1~Y4)과 도 5 의 상

측에 인접한 유지전극(X1~X4)의 쌍의 표시 라인(L1,L3,L5 및 L7)의 표시가 유효해진다. 짝수 필드에서는 전극(Y1~Y4)

과 도 5 의 하측에 인접한 전극(X2~X5)의 쌍의 표시 라인(L2,L4,L6 및 L8)의 표시를 유효하게 하면 좋다. 이것은, 전극

(Yl)에 대한 전극(X1)과 전극(X2)의 역할을 반대로 하고, 전극(Y2)에 대한 전극(X2)과 전극(X3)의 역할을 반대로 하여, 이

하와 같이 하면 좋다. 즉, 그룹화된 홀수 유지전극과 짝수 유지전극에 공급하는 전압파형을 서로 바꿔 넣으면 좋다. 도 11

은, 짝수 필드에서의 이러한 전극 인가전압 파형을 나타낸다.

짝수 필드에서의 동작은, 이상의 설명 및 도 11 로부터 분명하며, 바꿔 말하면, 리세트 기간에서는 전면 기입방전(W) 및 전

면 자기소거 방전(E)이 행해지고, 어드레스 기간에서는 전극(Y1~Y4)이 차례로 선택되어 표시 라인(L2,L4,L6 및 L8)의

순서로 표시 데이터의 기입방전이 행해지며, 유지방전기간에서는 이러한 표시 라인(L2,L4,L6 및 L8)에서의 동시 유지방

전이 회복된다.

또한, 도 10 및 도 11 에 있어서, 펄스의 개수를 저감할 수 있으면 소비 전력을 저감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어드레스 기간

에 있어서, 홀수 유지전극 및 짝수 유지전극에 공급되는 펄스를 연속시킬 수 있으면, 펄스의 수를 저감시키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것의 실현에는, 주사를 도 9 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면 좋다. 즉, 홀수 필드 내의 표시 라인(L1,L3,L5 및 L7)

을 홀수행과 짝수행으로 나누어, 그 한편을 차례로 주사한 후에 다른 쪽을 차례로 주사하면 좋다. 짝수 필드에 대해서도 홀

수 필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 12 는, 도 5 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구동장치의 개략적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2 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장치(200)에 있어서, 제어회로(210)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DATA)

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로 이루어지는 표시패널(100)용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어드레스 회로(220)의 시프트 레지스

터(221)에 공급한다. 또한, 제어회로(210)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클럭신호(CLK), 수직 동기신호(VSYNC) 및 수평 동기신

호(HSYNC)에 기초하여, 복수의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각종의 구동회로로 공급한다.

전술한 도 10 및 도 11 에 나타낸 바와 같은 구동전압파형을 각종의 전극에 인가하기 위해서, 전원회로(290)로부터, 어드

레스 회로(220)로 전압Vaw, Va 및 Ve 이 공급되고, 홀수 Y 공통 드라이버(240) 및 짝수 Y 공통 드라이버(250) 각각으로

전압 -Vsc, -Vy 및 Vs 가 공급되며, 홀수 X 공통 드라이버(260) 및 짝수 X 공통 드라이버(270) 각각으로 전압 Vw, Vx 및

Vs 가 공급된다.

시프트 레지스터(221) 중의 수치는, 서로 동일한 구성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고, 예를 들면, 221 (3)은 시프트 레지스

터(221)의 제 3 비트를 나타낸다.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같다.

어드레스 회로(220)에서는, 어드레스 기간에 있어서, 제어회로(210)로부터 1행 1개의 표시 라인만큼의 표시 데이터가 시

프트 레지스터(221)에 공급되면, 비트(221 (1) ~ (6))가 각각 래치회로(222)의 비트(222 (1) ~ (6)로에 유지되고, 그 값에

응하여, 어드레스 드라이버(223 (1)~ (6)) 내의 스위치 소자(도시되지 않음)가 온/오프 제어되고, 전압(Va 또는 OV)의 2

값 전압패턴이 어드레스 전극(A1~A6)에 공급된다.

주사회로(230)는, 시프트 레지스터(231)와 주사 드라이버(232)를 구비하고 있다. 어드레스 기간에서는, 시프트 레지스터

(231)의 직렬 데이터 입력단에 수직 동기신호(VSYNC)의 각 사이클의 최초의 어드레스 사이클에서만 "1"이 공급되고, 이

것이 어드레스 사이클에 동기하여 시프트된다. 시프트 레지스터(231)의 비트(231 (1) ~ (4)) 값에 의해서, 주사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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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1) ~ (6)) 내의 스위치 소자(도시되지 않음)가 온/오프 제어되고, 선택 전압(-Vy) 또는 비선택 전압(-Vsc)이 주사전

극(Y1~Y4)에 인가된다. 즉, 시프트 레지스터(231)의 시프트에 의해 주사전극(Y1~Y4)이 차례로 선택되고, 선택된 주사

전극(Y)에 선택 전압(-Vy)이 인가되고, 비선택 주사전극(Y)에 비선택 전압(-Vsc)이 인가된다. 이러한 전압(-Vy 및 -

Vsc)은, 홀수 Y 공통 드라이버(240) 및 짝수 Y 공통 드라이버(250)로부터 공급된다. 유지방전기간에서는, 홀수 Y 공통 드

라이버(240)로부터 주사 드라이버(232 (1) 및 (3))를 통하여 주사전극 중 홀수번째의 주사전극(Y1 및 Y3)에, 제 1 서스테

인 펄스열이 공급되고, 짝수 Y 공통 드라이버(250)로부터 주사 드라이버(232 (2) 및 (4))를 통하여 주사전극 중 짝수번째

의 주사전극(Y2 및 Y4)에, 제 1 서스테인 펄스열과 위상이 180°어긋난 제 2 서스테인 펄스열이 공급된다.

유지전극(X)의 회로에서는, 유지방전기간에 있어서, 홀수 X 공통 드라이버(260)로부터, 유지전극 중 홀수번째의 유지전극

(X1, X3 및 X5)에, 상기 제 2 서스테인 펄스열이 공급되고, 짝수 X 공통 드라이버(270)로부터, 유지전극 중 짝수번째의 유

지전극(X2 및 X4)에, 상기 제 1 서스테인 펄스열이 공급된다. 리세트 기간에 있어서는, 홀수 X 공통 드라이버(260) 및 짝

수 X 공통 드라이버(270)로부터 각각, 유지전극(X1~X5)에 공통으로 전면 기입펄스가 공급된다. 어드레스 기간에 있어서

는, 스캔 펄스에 대응하여, 2어드레스 사이클의 펄스열이 홀수 X 공통 드라이버(260)로부터, 유지전극 중 홀수번째의 유지

전극(X1,X3 및 X5)으로 공급되고, 상기 펄스열의 위상을 180°벗어난 펄스열이, 짝수 X 공통 드라이버(270)로부터, 유지

전극 중 짝수번째의 전극(X2 및 X4)에 공급된다.

환언하면, 상기 회로(223,232,240,250,260 및 270)는, 전원회로(290)로부터 공급되는 전압을 온/오프하기 위한 스위치

회로이다.

상기와 같은 인터레이스 방식의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의 실현에는, 전술한 것처럼, 구동회로

의 주사전극측 및 유지전극측의 유지전압펄스(서스테인 펄스) 발생회로를 각각 홀수 전극측용 및 짝수전극측용의 2회로로

분리하여 설치함과 동시에, 이 분리 구성에 맞추어, 드라이버 IC 칩도 이와 같이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과 짝수 회로

용 드라이버 lC 군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양 드라이버 IC 군으로부터의 출력을 인출한 뒤, 배선을 교차시

켜 홀수번과 짝수번의 위치에 재배열하는 것에 의해 소정의 출력단자열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종래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성에서는, 출력단자 배선패턴의 재배열을 위한 교차배선은, 다층 배선기판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드라이버 IC 칩이 탑재되어 있는 배선기판(즉, 베이스기판)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이 되지만, 다수의 출

력단자 배선을 교차시키기 위해서는, 방대한 넓이의 배선 면적이 필요한 동시에 다른 배선층간의 도통용 스루홀을 배선 개

수의 적어도 반수만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 베이스기판의 접지배선층 및 고압 전원배선층을 포함하는 구동 배선에 대해 충분한 배선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출된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성이, 제 3 ~ 제 6 실시예이다.

도 13 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회로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4 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그리고, 도 15 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관

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단면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는, 도 13 및 도 14 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전술한 제 1 및 제 2 실시예와 같이 2개의 주

사전극측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25-1,25-2) 중 1개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9)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4개의 드라이버 IC 칩(4-1 ~ 4-4)(M1~M4)을 사용하고 있고,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칩

(4-1, 4-2)은 홀수 회로용으로서 홀수번째의 출력단자부를 구동하기 위한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으로,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칩(4-3, 4-4)은 짝수 회로용으로서 짝수번째의 출력단자부를 구동하기 위한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으로

서 분리·탑재된다.

제 3 실시예의 실장기판의 구성은, 개략적으로 말해, 모체가 되는 베이스기판(60)과, 이 베이스기판(60)의 표면에 홀수 회

로용 드라이버 IC 군(M1,M2)과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M3, M4)의 출력 배열을 재배열하기 위한 교차배선기판(70)

을 접착하여 복합기판을 형성하고, 또, 입력부의 입력 커넥터(5)의 접속부와 출력부의 출력단자열(71)을 설치한 것이다.

먼저, 베이스기판(60)의 세부 사항은, 드라이버 lC 칩(4-1 ~ 4-4)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제어 신호와 로직 전

원 5개)(SG1~SG4), 고압 전원배선(VHl,VH2) 및 접지배선(GND1,GND2)이 설치되어 있고, 2~4 층의 다층 배선판을 사

용한다. 입력 신호선 및 전원선은, 입력부의 입력 커넥터(5)를 통하여 소정의 배선패턴(예를 들면, 입력 신호선 및 전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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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패턴(61))에 접속되고, 도통용 스루홀(62)을 갖는 다층 배선에 의해 기판 표면의 IC 칩 탑재부 주변까지 인출되어 드

라이버 IC 칩과의 접속 단자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베이스기판(60)에 형성된 입력 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패턴(61)이, 본

발명의 제 4 배선부(6)에 상당한다.

또한, 교차배선기판(70)은, 2층의 배선기판으로, 그 표면의 드라이버 IC 칩에 인접한 단면 근방에 드라이버 IC 칩의 출력용

패드단자(40)와의 접속 단자(41) 및 교차배선패턴(72)을 설치하는 동시에, 드라이버 IC 칩과 반대의 단면측에 출력단자열

(71)을 설치하고 있다.

이 교차배선패턴(72)의 배선 구성은,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의 출력단자 배선에 대해서는 표면을 사용하여

그대로 연신하고 출력단자부의 홀수 단자로서 도출하는 한편,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의 출력단자 배선에 대

해서는, 도통용 스루홀에 의해 이면측으로 돌아서, 출력단자부 앞의 정면측으로부터 도통용 스루홀을 통하여 상면측으로

끌어올려져서 출력단자부의 짝수 단자로서 도출하고 있다. 상기 교차배선기판(70)에 형성된 교차배선패턴(72) 및 출력단

자열(71)이, 본원 발명의 제 5 배선부(7)에 상당한다.

이상과 같은 교차배선기판(70)을 베이스기판(60)에 적층하지만, 기판간의 절연을 취하기 때문에, 교차배선기판(70)은 절

연재 또는 절연판(63)을 통하여 접착한다.

드라이버 IC 칩과 기판과의 전기적 접속은, 드라이버 IC 칩을 베이스기판 상의 다이본딩 패드에 탑재하고 고정한 후, 드라

이버 IC 칩의 입력 신호와 전원관계의 패드 단자와 베이스기판 상의 대응하는 단자와의 사이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접속하

고, 또, 드라이버 IC 칩의 출력용 패드단자와 교차배선기판(70)의 대응하는 출력단자부와의 사이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접

속한다.

이 와이어본딩에 의한 접속 후에는, 드라이버 IC 칩 자신과 와이어 및 접속용 단자에 대해 수지봉지하는 것에 의해 방습보

호를 시설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조한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을 표시장치 내로 조립하는 경우에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출력단자부

와, 표시패널의 표시전극의 단자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접속하기 위한 별도의 부재의 플렉시블 케이블 등을 준비하고, 이

플렉시블 케이블 등을 통하여 단자간을 접속하도록 한다.

상기 제 3 실시예의 구성에 의하면,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의 출력 라인의 교차배선을, 드라이버 IC 칩을 탑재하는 기판

과는 별도의 기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드라이버 IC 칩으로의 접지배선 및 고압 전원배선에 충분한 배선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구동 배선계 라인의 임피던스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표시패널에 대한 안

정적인 표시 특성과 동작 마진을 확보한 다음, 모든 주사전극과 유지전극 사이의 표시 셀을 사용한 새로운 구동 방법(즉,

Alis구동방식)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다.

도 16 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이고, 도 17 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단면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는, 전술한 제 3 실시예와 같이 새로운 구동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주사전극측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대한 적용예이고, 드라이버 IC 칩의 분리·탑재의 구성은, 전술한 제 3 실시예와 같다.

제 4 실시예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9)에서는, 모체가 되는 베이스기판(60)의 구성은 전술한 제 3 실시예와 거의 동등하

지만, 출력단자 배선패턴을 재배열하기 위한 교차배선기판을, 폴리이미드 필름 등으로 이루어지는 플렉시블 배선기판(73)

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이, 전술한 제 3 실시예와 다르다.

이 플렉시블 배선기판(73)은, 전술한 제 3 실시예와 같이, 2층 배선 구성에 의해 재배열을 위한 출력단자 배선패턴(72)을

형성하고, 드라이버 IC 칩과 반대의 단면측에 출력단자열(71)을 설치하고 있다. 즉, 전술한 제1 및 제 2 실시예와 같이, 출

력단자부를 베이스기판(60)과의 접착부 영역보다 길게 인출함으로써, 이 출력단자부 자신을 표시전극의 단자와의 접속단

자로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형성한 것이다.

드라이버 IC 칩과 각 기판과의 전기적 접속에 대해서는, 전술한 제 3 실시예와 거의 동등하므로,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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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4 실시예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을 표시장치 내에 조립하는 경우는, 전술한 제 3 실시예와 달리, 출력단자열(71)

이 플렉시블 배선기판(73)으로부터 직접 인출되기 때문에, 표시패널의 표시전극의 단자측에 직접 열압착하여 접속하는 것

이 가능하고, 부재 수 절감에 의한 코스트다운과 접속 수 절감에 의한 공정수 삭감, 및 신뢰성 향상이 의도된다.

상기에서, 제 4 실시예의 구성에 의하면, Alis 구동방식 같은 새로운 구동방법을 용이하게 실현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 및

신뢰성 향상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18 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이고, 도 19 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단면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는, 전술한 제 3 및 제 4 실시예와 같이 새로운 구동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주사전극측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대한 적용예이고, 드라이버 IC 칩의 분리·탑재의 구성은, 전술한 제 3 및 제 4 실시예와 같다.

제 5 실시예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9)에서는, 입력부 및 출력부의 교차배선기판으로서, 폴리이미드 필름 등으로 이루어

지는 양면 배선의 공용 플렉시블 배선기판(80)을 사용한다.

제 5 실시예의 구성의 특징은, 전술한 제 2 실시예와 같이, 양면 배선의 공용 플렉시블 배선기판에 의해 교차 배선하는 것

에 의해 입력 관계의 배선계를 구성하고, 이 공용 플렉시블 배선기판에 의해 교차배선함으로써 출력 관계의 배선계를 구성

하고 있다. 즉, 제 5 실시예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은, 상면측 배선패턴(83) 및 하면측 배선패턴(84)으로 이루어진 양 배

선패턴 부분을 모두 한 장의 플렉시블 배선기판에 의해 실현하도록 한 것이다. 양면 배선의 공용 플렉시블 배선기판(80)에

형성된 상면측 배선패턴(83) 및 하면측 배선패턴(84)은, 공용 플렉시블 배선부(8)를 구성한다.

또한, 이 공용 교차배선기판(80)은, 그 표면의 드라이버 IC 칩에 인접한 단면 근방에 드라이버 IC 칩의 출력용의 패드단자

(40)와의 접속단자(41) 및 교차배선패턴(82)을 설치하는 동시에, 드라이버 IC 칩과 반대의 단면측에 출력단자열(81)을 설

치하고 있다.

상기 교차배선패턴(82)의 배선 구성은,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의 출력단자 배선에 대해서는 표면을 사용하

여 그대로 연신하여 출력단자부의 홀수 단자로서 도출하는 한편,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의 출력단자 배선에

대해서는, 도통용 스루홀에 의해 이면측으로 돌려서, 출력단자부 앞의 이면측으로부터 도통용 스루홀을 통하여 상면측으

로 끌어올려서 출력단자부의 짝수 단자로서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공용 플렉시블 배선기판(80)의 완성체를 베이스기판(60)에 접착하는 것에 의해서,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기판부분이 완성된다.

도 18 및 도 19 의 실시예에서는, 베이스기판(60)의 배선패턴으로서, 고압 전원배선(VH)을 구성하는 고압 전원패턴(66)

과, 접지배선(GND)을 구성하는 접지패턴(65)의 2층 패턴이, 베이스기판(60)에 형성된다. 고압 전원패턴(66)의 고압 전원

전압은, 도통용 스루홀(62) 및 접속용 단자(64)를 통하여 드라이버 IC 칩에 접속된다.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면, 도 18 및 도 19 의 실시예에서는,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을 경유하여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전원계 배선(구동 배선계), 및 ,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에 입력되고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신

호를 공급하는 제어계 배선(입력 관계의 배선계)가 형성된 홀수 회로용 제 4 배선부와,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을 경유

하여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전원계 배선(구동 배선계), 및,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에 입력되어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신호를 공급하는 제어계 배선(입력 관계의 배선계)이 형성된 짝수 회로용 제 4 배선부를 구비하

고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의 제 5 배선부는, 상기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의 출력신호를 홀수번째의 대응하는 출력

단자열(출력단자 배선)로 도출하고, 상기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군의 출력 신호를 짝수번째의 대응하는 출력단자열(출

력단자 배선)로 도출하기 위한 교차배선패턴(배선층)이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도 18 및 도 19 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홀수 회로용 제 4 배선부 내의 구동전원계 배선 및 제어계 배선을, 각각 제 1

번 배선패턴 및 제 2 번 배선패턴으로서 설치하는 동시에, 상기 짝수 회로용 제 4 배선부 내의 구동전원계 배선 및 제어계

배선을, 각각 제 3 번 배선패턴 및 제 4 번 배선패턴으로서 설치한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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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18 및 도 19 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 1 번 배선패턴 및 상기 제 3 번 배선패턴을, 리지드 타입의 베이스기판에

형성하는 동시에, 상기 제 2 번 배선패턴, 상기 제 4 번 배선패턴 및 상기 제 5 배선부를, 플렉시블 배선기판에 형성한 구조

로 이루어진다.

환언하면, 제 5 실시예의 베이스기판(60)에는, 고압 전원배선(VH) 및 접지배선(GND) 이외의 배선은 전혀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동배선계를 위한 영역이 충분하게 확보됨으로써, 전술한 제 3 및 제 4 실시예에 비하여, 베이스기판

자체의 배선층 수를 삭감(예를 들면, 2층 정도로 한다)하는 것이나, 소형화를 도모하는 것 등이 가능해지고, 대폭적인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도 20 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이고, 도 21 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관계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조를 단면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는, 전술한 제 4 및 제 5 실시예와 같이 새로운 구동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주사전극측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대한 적용예이고, 드라이버 IC 칩의 분리·탑재의 구성은, 전술한 제 4 및 제 5 실시예와 같다.

제 6 실시예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9)에서는, 베이스기판 자체에 복잡한 교차배선을 설치하여 교차배선 기판부(77)를

포함하는 공통기판(68)을 형성하고,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 전체가 간단해지도록 하고 있다.

즉, 제 6 실시예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에 사용되는 공통기판(68)은, 교차배선층을 포함하는 공용 교차배선 기판부(77)

를 베이스기판부(67)의 표면층에 적층하여 형성한 것이고, 전체를 공통기판으로서 일체로 형성·제조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공통기판의 제조 공정은, 먼저, 유리 에폭시재로 이루어지는 양면기판의 표면층과 이면층을 사용하여 도통용 스루홀에

의해 교차배선기판(공용 교차배선기판부(77))를 제조한다.

이 공용 교차배선 기판부(77)에는, 전술한 제 1 실시예와 같은 입력부의 교차배선패턴과, 전술한 제 3 실시예와 같은 출력

부의 교차배선패턴(82) 및 동 교차배선패턴으로부터 도출한 출력단자열(81)을 형성하고, 드라이버 IC 칩 탑재부의 다이본

딩 패턴 및 입출력 패드단자와의 관련 접속단자 등의 필요한 배선을 형성하는 것에 의해 완성한다.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

의 입력부의 교차배선패턴은, 공통배선부(6c)를 구성하고, 출력부의 교차배선패턴 및 출력단자열은, 출력단자부를 구성한

다.

다음에, 베이스기판부는, 전술한 제 5 실시예와 같이, 표면층에 베타형상의 접지패턴(65), 이면층에 베타 형상의 고압 전원

패턴(66)을 배치한 양면 유리 에폭시기판에 의해 제조한다.

이러한 구조의 양면 유리에폭시기판의 제조 후에, 공용 교차배선기판부(77) 및 베이스기판부(67)의 양기판을 접착하여 합

체시키는 것에 의해 전체의 공통기판을 완성시킨다. 이 때에, 드라이버 IC 칩 탑재부 주변의 접지배선 및 고압 전원배선과

의 접속용 단자에 대하여는, 베이스기판의 배선과 도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통을 취하는 공정은, 양기판을 접착

한 후, 층간의 도통을 취하기 위한 스루홀용 구멍(즉, 도통용 스루홀(62)에 대응하는 부분)을 열고, 이 스루홀용 구멍 내에

도통용 도금을 시설하는 것에 의한다.

환언하면, 상기 제 6 실시예로에서는, 전술한 제 1 번 배선패턴, 제 2 번 배선패턴, 제 3 번 배선패턴, 제 4 번 배선패턴 및

제 5 번 배선부 모두가, 리지드 타입의 공통기판에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다.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서는, 공통기판 표면의 다이본딩 패턴에 탑재하여 고정한 후, 각 패드단자와 기판 표면이 서로 대응

하는 단자의 사이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접속한다.

상기 제 6 실시예에 있어서도, 입력부 및 출력부의 교차배선패턴을 공통기판의 상층부에 한정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교차

배선용 스루홀이 기판을 관통하는 것을 회피하고, 공통기판의 하층부에 설치된 접지배선 및 고압 전원배선에 충분한 배선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전술한 실시예와 동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기판 전체가 한 장의 리지드 기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해짐으로써 장치 전

체의 소형화와 비용 절감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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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술한 제 1 실시예 ~ 제 6 실시예에 있어서, 각 배선기판의 표면의 단자부나 드라이버 IC 칩이나, 기타 부품의 탑재

부의 전기적 접속이 필요한 부분 이외의 영역에는, 절연 피복(예를 들면, 레지스트막 또는 커버레이 필름)이 설치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각각 그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의 세부 사항에 관한 것으로, 3전극 면방전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용한 경우

에 대해서 기재했지만, 본 발명의 취지를 따르면, 대향 전극형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해도 물론 적용 가능하

다. 또, 용량성 부하 특성을 나타내는 EL 표시패널이나 대형의 LCD 패턴 등에 대하여도, 구동시에 용량 성분으로의 충·방

전 전류가 흐르는 특성이 유사한 것에도, 본 발명의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이 적용 가능한 것은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구동전압계 배선이 형성된 제 1 배선부와,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계 배선이 형성된 제 2 배선부와, 출력단자 배선이 형성된 제 3 배선부로 분리되어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이 구성되므로,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의 구동전압계 배선에 충분한 배선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구동전압계 배선의 라인

임피던스를 낮게 유지하고, 게다가 소형 및 저가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표시패널에 대해 충분하게 피크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것에 의해 밝은 표시 휘도와 안정적인 표시 특성

을 얻는 동시에, 구동전압 마진이 충분히 확보되고 양호한 표시 품질을 확보하여 표시장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평판형 표시패널의 동작 시의 회로내 노이즈나 전자파 노이즈 등의 발생을 억제하여, 주위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표시장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판형 표시패널의 표시전극을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IC 칩과, 상기 드라이버 IC 칩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배선기판을

구비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로서,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통해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해 전원전압을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공급하는 적어도

구동 전원계 배선이 형성된 제 1 배선부;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해 신호들을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공급하는 적어도 제어계 배선이 형성된 제 2 배선

부; 및

상기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 도출되고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의 상기 표시전극에 접속된 적어도 출력단자 배선이 형성된

제 3 배선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배선부, 상기 제 2 배선부 및 상기 제 3 배선부의 일부는 상기 드라이버 IC 칩의 근방에 일체로 배치되고, 상기

제 1 배선부, 상기 제 2 배선부 및 상기 제 3 배선부는 상기 드라이버 IC 칩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

라이버 IC 실장 모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전원계 배선은 상기 제 1 배선부의 전체 표면상에 실질적으로 배선패턴으로서 상기 제 1 배선

부에 형성되고, 상기 전원전압은 상기 배선패턴으로부터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직접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라이

버 IC 실장 모듈.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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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형 표시패널의 표시전극을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IC 칩과, 상기 드라이버 IC 칩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배선기판을

구비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로서,

적어도,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통해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해 전원전압을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공급하는

구동 전원계 배선, 및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입력되는 신호들을 공급하는 제어계 배

선이 형성된 제 1 배선부; 및

상기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신호의 배열 순서(sequence)를 다른 배열 순서로 변환하고, 상기 평판형 표

시패널에 상기 출력 신호를 접속하는 적어도 출력단자 배선이 형성된 제 2 배선부를 구비하고,

상기 모듈은 상기 제 1 배선부 및 상기 제 2 배선부를 포함하는 일체의 배선부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전원계 배선은 상기 제 1 배선부의 전체 표면상에 실질적으로 배선패턴으로서 상기 제 1 배선

부에 형성되고, 상기 전원전압은 상기 배선패턴으로부터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직접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라이

버 IC 실장 모듈.

청구항 5.

평판형 표시패널의 표시전극을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IC 칩과, 상기 드라이버 IC 칩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배선기판을

구비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로서,

적어도,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통해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해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입력되는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구동 전원계 배선, 및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드라이버 IC 칩에 입력되는 신호들을 공급하는

제어계 배선이 형성된 제 1 배선부;

상기 드라이버 IC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신호의 배열 순서를 다른 배열 순서로 변환하고,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에 상

기 출력 신호를 접속하는 적어도 출력단자 배선이 형성된 제 2 배선부;

홀수번째의 상기 출력단자 배선에 접속되는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와, 짝수번째의 상기 출력단자 배선에 접속되는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

상기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를 통해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을 구동하는 구동 전원계 배선, 및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

하기 위해 상기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에 입력되는 신호들을 공급하는 제어계 배선이 형성된 홀수 회로용 제 1 배선부;

및

상기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를 통해 상기 평판형 표시패널을 구동하는 구동 전원계 배선, 및 상기 드라이버 IC 칩을 제어

하기 위해 상기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에 입력되는 신호들을 공급하는 제어계 배선이 형성된 짝수 회로용 제 1 배선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배선부는 상기 홀수 회로용 드라이버 IC의 출력 신호를 홀수번째의 대응하는 상기 출력단자로 도출하고, 상기

짝수 회로용 드라이버 IC의 출력 신호를 짝수번째의 대응하는 상기 출력단자로 도출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라이버 IC 실장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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